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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ITIS Newsletter 8월호 
 

안녕하세요? IHS-IEL-SAE 한국 서비스 주관 사 KITIS 산학연정보㈜ 대표 홍영표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는 8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장마도 길어져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더욱 절실히 기다리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남은 여름도 즐겁게 보내시기

를 희망합니다. 이번 달에도 고객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을 희망하며, 2017년 8월 KITIS Newsletter와 함께 인

사 드립니다. 

 

이번 KITIS Newsletter 8월호 에서는,  

1. KITIS 산학연정보㈜ 관련 소식 

2. ASTM 관련 새로운 소식 

3. IHS 관련 새로운 소식 

4. IEEE 관련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5. SAE 관련 새로운 소식 

 

 

또한 KITIS Newsletter 만족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KITIS Newsletter는 여러분이 구독하고 있는 품목과 KITIS 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품목에 관한 정보, Update 

사항, 새로운 소식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KITIS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KITIS Newsletter를 읽어 보시고 

현재 구독 중인 품목에 관한 좋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KITIS 의 품목들을 

사용하시면서 질문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생기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심 성의껏 여러분께 답변 드리겠

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관련 정보의 구독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KITIS 산학연정보㈜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 성실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KITIS 산학연정보㈜ 대표 홍 영 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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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IHS, IEEE, SAE New & Upgrade Seminar에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KITIS 산학연정보사에서는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IHS 의 규격 검색 플랫폼인 IHS 

Standards Expert 가 IHS Engineering Workbench (EWB)로 전환됨에 따라 고객 여러분들께 

EWB 가 제공하는 다양한 Contents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진행합니다. 

기존 IHS Standards Expert 이용 고객들께는 예전 보다 더욱 업무에 효율적이고 검색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EWB 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IHS ERC 

개인계정등록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자사가 주관하고 있는 IEEE, ASTM, 그리고 SAE 제품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정보도 소개할 것입니다. KITIS 가 주관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세미나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KITIS 산학연정보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 홍영표 대표, 모교인 홍익대학교 사대부속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대상 강연 진행 

 

본사 홍영표 대표는 2017 년 7 월 18 일 모교인 홍익대학교 사대부속 고등학교 (이하 

홍대사대부고)에서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직업 선택” 이라는 주제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홍영표 대표는 미래에 다가올 직업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KITIS 산학연정보사에서 다루는 최신 학술 정보와 미국의 산업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모교 홍익대학교 사대부속 고등학교에서 강연 중인 본사 홍영표 代表> 

[  KITIS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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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Standards – ASTM F3099 Standard Practices for Parasailing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께서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해양스

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여행을 가시는 많은 분들이 패러세일링에 대해서 접해 보았을 것입

니다. 패러세일링은 특수 고안된 낙하산을 멘 사람을 자동차나 모터보트에 긴 줄로 연결하여 끌

고 가다가 낙하산에 공기압이 생기면 떠올라 공중에서 비행을 즐길 수 있게 한 해양 레저 스포츠

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 많은 여행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칙을 지키지 않아 패러세일링 도중 추락하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ASTM 

International의 오락용 놀이기구 위원회인 ASTM F24 Committee에서는 패러세일링 산업의 안전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패러세일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tandard Practices for Parasailing" (ASTM F3099) 표준은 패러세일링을 위한 선박, 장비 및 

관련 활동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검사에 대한 지침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해당 표준은 승무원들의 

교육 및 패러세일링을 위한 탑승객에 대한 지침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패러세일링

을 위한 견인선의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고, 특정 지역의 예측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바람 위치

에 대한 바람의 편차를 추가하고, 패러세일링을 위한 견인선과 패러세일의 연결 고리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토나 비치 파라 세일 (Daytona Beach Parasail)의 매튜 드보락

(Matthew Dvorak)사장은 "이 표준은 전세계의 파라 세일 운영 업체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

들어진 표준입니다. 우리는 해당 표준을 이용하여 유지 보수 및 수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패러세일링 운영 업체나 크루즈 선박과 각종 리조

트에서 이 표준이 가장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 링크 : ASTM Compass® 

[ ASTM News – ASTM Standards ] 

 

https://www.astm.org/astm-port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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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S News – IHS EIATRACK ] 

  

◈ IHS EIATRACK – EU 분쟁광물 규제 

 

EU, EU내 광물 및 금속 수입업자 공급망 실사  

(Due Diligence) 프로그램 준수 의무 채택  

(2017년 7월 IHS EIATRACK Special Report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미국의 Dodd-Frank 분쟁 광물 법안 (2010년에 

발효된 Dodd-Frank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법 1502

항에 의거) 증권 거래 위원회 (SEC)가 발행한 시행 규정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부분입니다.  

 

유럽연합은 분쟁 또는 분쟁 고위험 지역 (분쟁광물 규제)에서 생산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금 

(3T’s and Gold) 그리고 그 밖에 광석 등을 수입하는 조합이나 협회의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 

규정 2017/821를 채택하였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의무 규정

은 유럽연합 내에서 분쟁 광물의 대표격인 4개의 광물 (3T’s and Gold)를 수입하는 업체에 실사 

의무를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OECD가 분쟁 광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는 공급망 실사 의무 규정의 국제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분쟁광물은 유럽연합시장에 출시 된 전기 전자 장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분

쟁광물 규정과 달리, 유럽연합에서는 광물 단계를 넘어선 품목 (원석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생산

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안받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럽연합의 규정은 미국 분쟁광

물 규정이 정한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분쟁 또는 분쟁 고위험 지역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유럽연합의 수입업자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기 규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리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HS EIATRACK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 링크: IHS EIATRACK        

 

http://www.eiatra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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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S EWB – 규격 이동에 최적화된 차세대 플랫폼 

 

차세대 규격 이용 플랫폼인 IHS Engineering Workbench 가 2.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의 Standards Expert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향상된 솔루션을 

통해 이용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Engineering Workbench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검색 결과 필터링) 

 

 
 
 
 
 
 

- 주요 기능 (View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standards) 

 
 
 

▶ 관련 내용 링크: EWB2.0 시연 영상 

 

[  IHS News – Engineering Workbench  ] 

My settings  My subscription Information 선택 

검색 결과 필터링 옵션을 My subscriptions only로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 검색 결과를 구독 

하고 있는 품목으로 제한을 합니다.  

기술위원회 정보가 summary에 추가 되었습니다. 

http://www.viddler.com/v/da322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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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vationQ PLUS – Semantic Search 

 

특허 검색에서 효율성과 검색결과 품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지적 

재산권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IP.com 자체 연구결과도 포함하여) 기업이나 연구소 지적재산

권 부서에서 진행하는 특허 문서 검색 업무 시간이 지난 10년간 약 15%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

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간이 향후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색 결과

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여 원하는 결과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기업이나 연구소의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특허 검색 방식은 전 세계 특허를 대상으로 검색을 시작하여 검색필터에 키워드, CPC, 

양수인 등을 분류항목을 적용하고, 거기서 나온 대량의 검색 결과를 관련성과 중요성 별로 검토

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 백만 건의 검색 결과를 일일이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InnovationQ PLUS의 Semantic Search는 키워드 검색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를 위한 

검색 기술입니다. 시맨틱 검색의 가장 큰 특징은 검색창에 입력한 문장을 의미론적 분석을 거쳐 

검색 입력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연관성이 높거나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문서를 검색 결과내 상

단으로 올려놓습니다. 또한 InnovationQ PLUS의 Semantic Search 엔진은 쿼리의 개념을 이해하

고 그 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결하여 결과를 추출합니다. 입력 쿼리의 연결이 많아질수록 연관성

이 높은 자료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novationQ PLUS는 검색 결과를 각 문서마다 숫자와 별로 연관성 점수 (Relevance Score)를 

표시합니다. 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별 4개나 5개로 표시가 됩니다. 같은 

별 4개짜리 문서들이라도 문서별 상세 연관성 점수는 다르기 때문에 연관성 점수에 따라 어떤 문

서가 자신에게 더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별 4개나 5개 보다는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별 3개짜리 문서는 미국 특허법 제 103조에 따른 비자명성 (Non-Obviousness) 또는 접선 기술의 

확인이 필요할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InnovationQ PLUS가 제공하는 Semantic Search는 검색결과의 질을 높이고 수 많은 검색 결과 

가운데서도 사용자가 필요한 문서를 위주로 찾아주기에 연구에 도움이 많은 됩니다. InnovationQ 

PLUS의 Semantic Search로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시장을 선도하세요.  

 

▶ 관련 내용 링크: http://ip.com/blog/  

[  IEEE News – InnovationQ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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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Xplore New Updates - Algorithms 

 

Algorithms 

IEEE Xplore에 새로운 기능인 알고리즘이 추가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Code & Datasets 탭이 

포함 된 IEEE Xplore 문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과학 코드를 개방적으로  

만들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Code Ocean 웹사이트를 통해서 IEEE Xplore에 등재된 연구 자료를 공유, 다운로드, 

편집 그리고 실행이 가능합니다.  

- Code Ocean 는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 Code Ocean 사용자는 자신의 알고리즘과 관련 데이터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용자와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수정하여 더 나은 문건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 Code Ocean 는 다음의 프로그램 언어를 제공합니다: C/C++, Lua, Julia, Octave, Fortran, 

MATLAB, Java 등등 

 

 

 

 

 

 

 

▶ 관련 내용 링크: https://codeocean.com/ieee/signup  

[  IEEE News – Upd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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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bersecurity Knowledge Hub – Main Contents 

 
▶ Publication: Cybersecurity Standards, Technical Paper, Books 제공하며, 232개 Article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Training: 전문적인 세미나를 통한 새로운 cybersecurity 기술, Skill 개발 등을 할 수 있으며,  

개인 개정 생성을 하면 원하는 Training에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vents: 전 세계에서 열리는 다양한 SAE Cybersecurity 행사에서 전문가들의 강연과 네트워킹

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Directory: Cybersecurity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 기업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Cyber-physical system, Embedded Systems Design, Penetration Testing, Securing Coding, Hardware, 

Software Assessments, Digital Forensics 등을 개발하는 선도 기관과 기업의 정보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News: 최신의 Cybersecurity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보안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나 비디오 클립 등을 제공합니다.  

 

 

 

 

 

 

 

 

  

 

 

 

 

 

 

 

▶ 관련 내용 링크: https://saemobilus.sae.org/knowledgehubs/ 

[ SAE News – Cybersecurity ] 

 

https://saemobilus.sae.org/knowledgehubs/


 

IHS-IEEE-SAE 한국공인딜러사 
Korea Industrial & Technological Information Service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1106 호(서초동, 서초월드빌딩) 

Tel : 02-3474-5290/ Fax: 02-3474-4603  www.kitis.co.kr  

KITIS Newsletter 만족도 조사 
 
 

 

 

 

 

 

 

 

 

1. 소속 기관과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소속 기관 :                                성함 :                                

연락처 :                                   상품 수령 지 :                       

담당 업무 : (    )        ①업무 총괄                ② 열람             ③ 수서 

 

2. 당사는 KITIS Newsletter 와 IEEE Xplore 및 IHS 서버점검 일시를 E-mail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받아 보시고 계십니까? (    )    

①그렇다         ②받아 본 적 없다 (Letter를 받기 원하는 e-mail:                          ) 

 

3. 당사가 보내 드리는 KITIS Newsletter 가 도움이 되십니까? (   )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4. 이번 달 KITIS Newsletter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개선점

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KITIS Newsletter 8월호에 수록된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5. 다음 중 이번 호에 소개된 IHS EIATRACK 내용 중, 어느 나라 환경규제 정보에 대해서 언급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① 노르웨이  ② 유럽연합 

③ 스위스 ④ 러시아 

 

6. 이번 호에 언급된 내용 중, IEEE Xplore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무엇일까요?  

① Algorithms  ② Differential 

③ Functions ④ Statistics  

 

7. 이번 호에 언급된 내용 중, SAE Knowledge Hub의 Main Contents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Publication ② Training 

③ Social Media ④ Event 

                   

본 조사는 향후 합리적이면서도 보다 고객지향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자, 

당사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입니다. 

아래 설문은 IHS, IEEE 등을 구독하고 있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의 이용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써, 이번 조사를 통해 고객들의 Needs 를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

로 대처하여, KITIS 고객 여러분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 8월 31일까지 아래 설문에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